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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천히 문화를 만드는 우리들의 이야기

목 적

사회적‧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적 소외 지역인 영강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강화

단체명: 바느질이야기

사업유형: 일반공모

운영기간: 2020.9.~11.

주요내용

영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복지프로그램(천연염색, 재봉)을 제공하고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한 천연염

색 마스크를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

영강동 어울림센터에 설치할 대형 조각보 제작

아름다운 거리 만들기

목 적

부식되고 낡은 대문을 페인트칠함으로써 영강동 주거경관 개선

주민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, 봉사조직 활성화

단체명: 선한이웃사랑봉사회

사업유형 : 일반공모

운영기간: 2020.9.~11.

주요내용 :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 대문 페인트칠(약 40여 가구)

자전거도 잠시 쉬어가는 곳

목 적

영옛 영산포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주민휴게 공간 조성

단체명: 역전의 아이들

사업유형 : 일반공모

운영기간: 2020.9.~12.

주요내용 : 역전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철길부자재를 이용한 자전거보관대‧벤치 제작 및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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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강 마을의 길을 새겨보자

목 적

영강동 지역 아이들이 마을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영강동과 도시재생사업 홍보

단체명: 영강지역아동센터

사업유형 : 일반공모

운영기간: 2020.9.~12.

주요내용

영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한 후 지도 제작

영강동 어울림센터에 대형타일지도 설치

아름다운 문패와 우편함 만들기 사업

목 적

영강동 주거경관 개선

주민주도의 도시재생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인적네트워크 형성

단체명: 나무향기생활목공동아리

사업유형: 일반공모

운영기간: 2020.9.~11.

주요내용: 영강 3‧4통 내 문패와 우편함 제작 및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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